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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DE V 2023.03 의 새로운 기능 
귀사의 결상 광학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

CODE V 2023.03 은 면을 입력하는 것부터 완료된 설계 파일을 내보내는 것까지 전반적인 설계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기능

을 포함합니다. 빠르고 직관적으로 면을 변환하고 피팅시키는 SagFit 유틸리티 업데이트는 더 나은 최적화 지원을 제공하고 설계 속도를 

높여줍니다. 또한, 설계가 완료된 이후 원활한 파일 전송 및 인식을 위한 LightTools와의 향상된 상호 운용성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. 

이 버전에는 CODE V로 작업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다양한 예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SagFit Surface Conversion SagFit Data Expor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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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출시 버전에 대한 상세 내용 및 업데이트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 SolvNetPlus에서 CODE V Release Note 혹은 New Feature 프리젠테이

션 자료를 참조하십시오. 제품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평가판 사용을 희망하 시는 경우, https://www.synopsys.com/ko-kr/optical-solutions/

codev.html 을 방문하시거나 optics@synopsys.com로 문의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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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새로운 예제 모델 라이브러리에는 Automatic Design(최적화)와 같은 주요 기능을 사용하여

CODE V GUI에서 문제와 해결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가이드 메뉴얼이 포함된 샘플 모델

들을 제공합니다.

• 새로운 SagFit 유틸리티는 측정된 면 데이터를 기본 CODE V 면 유형으로 변환하거나 자동

변환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은 CODE V 면 유형 간의 변환을 도와줍니다.

• 새로운 HTML 기반 도움말을 통해 CODE V 레퍼런스 매뉴얼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에 쉽게

액세스할 수 있습니다.

• 개선된 LightTools와의 데이터 내보내기 : 암호화된 다층 코팅 파일(.MLE)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코팅의 전체 두께가 LightTools

코팅 스택에 표시되지만 중요 데이터는 숨겨집니다. CODE V의 Stop 구경은 LightTools 디자인에서 렌즈 면의 구경으로 표시되며

3D 디자인 뷰 또는 탐색을 도와주는 시스템 네비게이터에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.

• 업데이트 된 Step Optimization 알고리즘의 베타 테스트 버전이 포함되어 있으며, 보다 더 적은 최적화 싸이클로 인한 시간 절약과 효

율적인 최적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 기능의 베타 테스트 사용을 희망하실 경우, codev_support@synopsys.com 으로 문의

하십시오.

• 새로운 제한 조건 데이터 매크로를 사용하면 Automatic Design(최적화)을 사용하여 생성된 활성 또는 가중 제한 조건 데이터를 출력

하고 정렬하여 활성 및 가중 제한 조건 데이터의 상대적 효과를 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• 새로운 플로팅 매크로(curvatureplot.seq, sagplot.seq, sag_difference.seq)를 사용하면 정의된 구경 영역에 한해서만 데이터를

생성하고 플로팅할 수 있습니다.

• 소재 카달로그 및 Macro-PLUS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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